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새로운 라구아디아 센트럴 홀(LAGUARDIA CENTRAL HALL)의 

혁신적인 내부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참가 의향서(REQUEST FOR QUALIFICATION, 

RFQ) 모집 발표  

  

엘리스 아일랜드의 그레이트 홀(Great Hall) 및 그랜드 센트럴(Grand Central)의 

밴더빌트 홀(Vanderbilt Hal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라구아디아(LaGuardia)의 새로운 

센트럴 홀(Central Hall)이 뉴욕의 상징적인 관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  

  

항만청(Port Authority)과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독창적인 식음료, 소매, 예술, 

프로그래밍을 위한 혁신적인 설계를 추진할 예정  

  

참가의향서(RFQ) 접수는 여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이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신규 B 터미널과 C 터미널을 

연결하는 새로운 센트럴 홀(Central Hall)의 혁신적인 비전과 설계, 운영에 대한 

참가의향서(Request for Qualification) 모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트럴 

홀(Central Hall)은 80억 달러를 투자해 새롭게 조성한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정문이자 중심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25년 후에 완성될 첫 번째 신규 공항의 

상징적인 로비가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은 현대적인 교통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우리 뉴욕주의 노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라구아디아(LaGuardia)의 센트럴 홀(Central Hall)은 매년 공항을 이용하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에게 상징적인 관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를 위한 공항 재건설 노력에서 

우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센트럴 홀(Central Hall)은 무려 50 피트 높이의 천장을 비롯해, 멋진 공항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유리벽, 그리고 약 62,500 평방피트 규모의 프리미엄 내부 공간을 갖추게 됩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은 훌륭한 내부 설계와 세계적 수준의 프리미엄 프로그래밍을 

갖추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모색하여, 현대적인 21세기 형 공항 건설이라는 주지사의 

비전 실현을 지원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url?k=0938c144-550067f9-093a3871-000babd9fa3f-03d3f4c907ae9ca1&q=1&u=http%3A%2F%2Fwww.panynj.gov%2Fbusiness-opportunities%2Fpdf%2FRFQDOC_58354.pdf


 

 

  

센트럴 홀(Central Hall)은 프리미엄 레스토랑, 소매, 회의 공간은 물론, 라구아디아 

공항(LGA)을 이용하는 3,000만 승객 및 공항 직원 12,000명에게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타 편의시설을 갖춘 건축적 중요성을 가진 랜드마크 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센트럴 홀(Central Hall)은 또한 독창적인 예술, 건축, 또는 인터랙티브 설치물을 배치해, 

여행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만남(meetup)' 장소로 이곳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은 지방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개발 과정 전체에 걸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의 Rick Cotton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구아디아(LaGuardia)를 예술적인 수준의 공항으로 

혁신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처럼, 라구아디아 공항(LGA)의 새로운 센트럴 

홀(Central Hall)의 설계는 반드시 야심차고 통합적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센트럴 

홀(Central Hall)은 라구아디아(LaGuardia)의 얼굴일 뿐 아니라, 매년 공항을 이용하는 

3,000만 명의 승객이 마주하게 되는 뉴욕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번 참가의향서(RFQ) 

모집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가장 현명하고 대담한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5년 7월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종합 개발 비전을 

발표하고, 2016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8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80퍼센트를 

민간 자금과 기존 승객 요금을 통해 지원을 받았으며 통합된 공항을 건설해 21세기에 

얼맞는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2018년 2월에는 개인 차량 2,400 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및 임대 차량 

전용층을 갖춘 새로운 B 터미널(Terminal B)의 주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주차장에는 

총 3,200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Cuomo 주지사는 18개의 새로운 게이트 

중 첫 번째이자 B 터미널(Terminal B)의 신규 첫 번째 콘코스를 공항 서편에 

개장했습니다. 에어 캐나다(Air Canada), 아메리칸 에어라인스(American Airlines), 

사우스웨스트(Southwest), 유나이티드(United)가 이곳을 이용합니다.  

  

B 터미널(Terminal B)의 이착륙 시설은 2020년 중순 개장 계획입니다. 공항의 동쪽에는 

델타(Delta)의 신규 C 터미널(Terminal C)의 첫 번째 신규 게이트와 콘코스가 이번 가을 

개장하고, 2021년 하순 이착륙 설비가 완비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기존의 C, D 

터미널(Terminals C and D)을 대체합니다.  

  

9월에 항만청(Port Authority)은 제안된 에어트레인 LGA (AirTrain LGA)에 대한 공식적인 

환경 영향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에어트레인은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와 7 개의 지하철 노선을 통해, 윌렛츠 포인트(Willets Point)에서 공항에 이르는 

중요한 철도 노선을 제공합니다. 제안된 이 노선은 자동차 이동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교통 혼잡으로 공항 도착 시간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으로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믿을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제공합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의 재개발 공사를 통해 프로젝트 기간 내내 전반적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만들어 내며, 임금으로는 25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과 인증을 획득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의 계약을 30 퍼센트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러한 목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B 터미널(Terminal B)에서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LaGuardia Gateway Partners)는 현재까지 274개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MWBE) 기업과 계약을 맺었으며, C 터미널(Terminal C)에서 

델타(Delta)는현재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MWBE)와 204개의 계약을 맺었으며 총 

12억 5천만 달러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MWBE)로 돌아갔습니다.  

  

Cuomo 주지사와 항만청(Port Authority)은 지역 이해당사자 및 퀸즈 거주민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기업,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MWBE), 취준생 등이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재개발 및 경제 성장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4월 코로나에서 공항 기회 의원회(Council 

for Airport Opportunity)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퀸즈의 

소수집단 및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주민에게 공항 관련 채용 및 일자리 소개를 

제공합니다. 이스트 엘름허스트에 위치한 라구아디아 재개발(LaGuardia 

Redevelopment) 지역사무소에 영구적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곳의 직원으로 

공항의 신규 B 터미널(Terminal B) 콘코스 일자리를 위해 약 400명을 고용하며, 그중 

55%가 퀸즈 거주민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라구아디아 재개발(LaGuardia 

Redevelopment) 프로그램은 본 칼리지(Vaughn College) 및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와 함께 인턴십 프로그램을 창설하고 지역 

젊은이들의 학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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